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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은 사회의 보호 아래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인천 

11살 여아의 탈출 사건이나 CCTV에 담겨진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

행 사건 등 최근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아

동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와 전담 검사 배치 등 여러 대책들을 쏟아 내었다. 하지만 정작 실

질적인 집행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

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 배정이 인색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정치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과는 달리 그러한 권리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

는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해석이다. 아동 문제는 노인

이나 장애인 이슈와는 달리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치권의 대응 역시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 복지 소외라는 현상 진단과 그 원인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시각에서 제기하는 정책적 주장이 바로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 재정으로의 환원’이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어서 차별받고 그 차별은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옮겨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

동복지 예산을 중앙에서 처리하자는 논리인 것이다. 아동 복지는 지

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

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한 중앙재정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는 견해이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논리에 근거한 주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주장이 실제로 타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비록 아동에게는 공식적인 선거권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복지수요가 아동의 부모가 갖고 있는 선거권

을 통해 대리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장의 주요 근거인 아동의 선거권 부재, 달

리 표현하면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치

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네 영

역(사회경제적요인, 정치행정적요인, 재정능력요인, 복지수요요인)의 

독립변수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에 속

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개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구체적으로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부모세대 

구성비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수준은 아동복지예산지

출(국비+지방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이 증가한다. 아동복

지예산의 증가는, 높은 소득 수준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내하

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고 노

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 중에서 부모세대의 정치참여는 두 종류

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는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위정자들은 지방선거

를 치르는 동안 득표를 높이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유권

자 집단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같은 비유권자 집단에 대한 복지예산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



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

비 세원이 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인 재정자립도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

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예산 배정의 측면에서 아동복지의 이슈는 지

역의 재정 주권과 관련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동복지 수요 요인인 아동인구 수와 아동인구 비율은 모두,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양 측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인구 수는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형성한 반면에 아동인구 비율은 

이와 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복지의 주체 대상자

인 아동이 아니라는 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수요 주체들 중에서 아동은 예산배분

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고려되는 대상인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아동복지 예산의 

중앙 재정으로의 환원’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 주장의 주요 근거가 본 연구에 의해 그 타당성

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예산 결정권자들과 일반 성인들의 인식 개선 정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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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아동복지의 현실 

아동은 사회의 보호 아래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2015년 인천 11살 여아의 탈출 사건

이나 CCTV에 담겨진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은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다. 보건복지부 통계

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0,943건, 2013년 13,076건, 

2014년 17,79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강은영, 2015).

아동학대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와 전담 검사 배치 등 여러 대책들을 쏟아 내었다.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집행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 사업에 투

입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아동복지예산을 비교

한 2012년 보고서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

비 아동복지 지출은 0.8%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아동복지예산의 부족문제는 아동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충분

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또 다른 복지사업의 정

책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충분

1) OECD(201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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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OECD회원국 평균에

서도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비중의 차이가 우리나

라의 경우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

한다.

OECD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장애인분야의 66.7%, 노인분야의 

21.9%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장애인분야의 

16.7%, 노인분야의 4.8% 수준에 불과해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분야 

지출은 타 분야 지출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

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과 장애인 분야 지출은 3~4배가 적

은 반면, 아동가족분야 지출은 16배 적은 상황이어서 가장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김미숙, 2013).

 2. 아동복지 소외의 원인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 배정이 인색하게 이

루어지는 이유로 정치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선거 

투표권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과는 달리 그러한 권리가 없는 아동

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해석이다. 아동 문

제는 노인이나 장애인 이슈와는 달리 투표에 별 영향을 주지 못 하

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치권의 대응 역시 미지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 부분 이동하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른 아동복지예산의 지차체간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 재

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4년마다 한 번

씩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

다는 정치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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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복지예산 배분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정책 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

러운 흐름이다.

특히 복지사업이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사회

적 약자로 규정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중에서 선거권을 보유한 노

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적 약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은 

복지의 측면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5년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아동복지 

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아동복지 예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본래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이를 통해 지방의 특

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간 재정 차이가 지역 간 복지

의 질적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시각이 많다. 덧붙여 중앙정부보다 이

해관계자가 더 많은 지방정부의 상황 상 재정의 정치적인 성격도 

더 커져서 아동복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16년 2월에 실시한 제19대 국

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 자료를 보면 제19대 총선에서 3월23일 현재 

활동하는 지역구 의원 237명(239명 가운데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미제출로 제외)이 내건 공약 8,481개 중에서 

아동 정책 공약은 1,031개로 전체 공약의 8분의 1 수준이었으며, 전

체 1,031개 공약 가운데 지켜진 공약은 224개에 지나지 않았다2). 아

동 공약만의 이행 완료율은 21.7%로, 제19대 국회의 전체 공약 이행

률인 5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 한국매니페스토본부 보도자료(‘16.2.2). 매니페스토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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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아동 복지 소외라는 현상 진단과 그 원인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시각에서 제기하는 정책적 주장이 바로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 재정으로의 환원’이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어서 차별받고 그 차별은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옮겨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므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

동복지 예산을 중앙에서 처리하자는 논리인 것이다. 아동 복지는 지

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

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한 중앙재정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는 견해이다.

 3. 아동 복지의 정치적 소외 주장의 검증 

일면 타당해 보이는 논리에 근거한 주장처럼 보이는 이 주장이 

실제로 타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비록 아동에게는 공식적인 선거권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

으로는 아동의 복지수요가 아동의 부모가 갖고 있는 선거권을 통해 

대리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세대는 본인이 속한 세

대의 의견을 표출할 목적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더군

다나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지대하다. 오히려 자기 자

신의 행복보다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더욱 중시하는 것이 많은 부

모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다.

따라서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재정으로의 환원 주장’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장을 지탱하고 있는 각 근거들

이 사실에 기반하며 적절한지를 꼼꼼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장의 주요 근거인 아동의 선거권 부

재, 달리 표현하면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재’가 실제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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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

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

재’란 아동의 정치적 견해가 정책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해당 주체를 위한 예산과의 정합성으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다. 따

라서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재와 관련한 본 문제의식은 아동복지

예산의 영향요인과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예산의 여러 영향요

인 중 일부분으로 정치적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아동의 선거권 부

재로 인한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정

치적 영향요인의 내용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정치적 영

향력의 대리표출 가능성’즉, 부모를 통해서 아동의 정치적 영향이 

대리 표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작동하여 법적으로는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충분

히 표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궁극적 지향은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재정으로의 

환원 주장’의 주요 근거인 ‘아동의 정치적 영향력 부재’가 실질

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

동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이러한 영향력 

부재의 영향은 중앙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서 아동복지 예산은 보다 안정적인 중앙재

정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따라서 아동의 정치

적 영향력의 실질적 존재여부는‘아동복지 예산의 중앙재정으로의 

환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해 줄 것이다. 

덧붙여, 이 분석이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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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본 연구의 착안점인 ‘정치적 영향력의 대리표출 가능

성’이 중앙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유권자는 

중앙에서 지자체로 옮겨갈수록 그 실체가 보다 분명해진다. 중앙선

거에서의 유권자 범주가 지자체에서의 유권자 범주보다 넓기 때문

이다. 유권자의 요구에 대응해야하는 선거 입후보자의 측면에서 보

면 중앙선거보다 유권자 범주가 좁은 지자체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

치적 견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감수성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주민의 지지획득을 위한 복지정향

이 강화된다는 복지정향론 역시 이 분석의 범주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 이유가 된다(이승종, 2005). 복지정향론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성숙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이슈에 대한 정치적 대응

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

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일반적인 측면에서 아동복지와 지방재정 및 재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후

에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합리적인 변수들을 상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아

동복지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한 고민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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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아동 관련 복

지사업에 지출한 예산으로 한정한다. 사실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예

산은 일반회계 이외에도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유는 많은 선행연구의 선례를 차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회계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특별회계나 기금보다 공

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예산 

수립의 목적이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회계는 운용의 자

율성이 보다 큰 것이다. 또한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역의 특성이 반

영되어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 적

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선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들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

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대표 격인 세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한 

후, 거기에 속하는 시군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연

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가장 좋겠지만 연구의 수

월성을 위해서 대표 샘플 지역을 합리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

법을 따르기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으로 한정



- 8 -

한다.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

거 전 2개년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선거 이후 2개년인 2011년

과 2012년을 포함한 총 5개년을 시기적 범주로 설정한다. 가장 최근

의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후 2년인 

2015년과 특히, 올해인 2016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구성

 1.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의 단계를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할 

가설적 영향요인들을 찾아낸다.

둘째, 조사의 결과에 근거한 변수가 선정되면 연구대상과 시간적 

범주를 고려한 변수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이 흐름이 있는 패널자료이므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에 미치

는 영향요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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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예산결정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이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구 방향 설정 및 변수도출을 꾀한

다.

제3장에서는 앞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변수를 선정하

여 본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모형을 구성한다.

제4장에서는 선정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 후 패널 분석의 결

과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도출과 함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 10 -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아동복지

 1. 아동복지 개념의 변천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된다. 원래 아동복지

의 대상으로 규정된 아동은 단순하게 나이규정만을 갖고 있는 지금

의 모습은 아니었다. 1962년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 아동복지의 대

상은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었다. 고아나 버려진 아이, 신체장

애아, 빈곤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은 보다 넓은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 개념에서는 불우환경 아동에 더해 일반아동 

까지 아동 복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향유의 주체로 바뀐 

아동관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협

약은 1990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

었으며, 한국정부는 1990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이를 비준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오정수 외, 2013).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

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과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생존의 권리, 발

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등 4가지 아동의 권리3)를 명

3)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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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권리 향유의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정립했다. 

 아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가 반영되어, 1991년에 개정된 아

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

도록’을 명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말을 삭제하여 

모든 아동이 법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아동

복지는 18세 미만인 아동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특수성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독립된 생

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

(法規範的)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가족의 생

활수준에 따라 아동이 소비하는 생활자원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때문에 가족의 생활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에 아동문제가 발생한다. 가족 경제생활이 곤궁하거나 정신적 불화

가 있는 경우 아동은 생활장해를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아동학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동의 생활장해는 구체적으로 생활관계의 장해, 생활기능의 장

해, 생활환경의 장해로 분류할 수 있다(권중돈, 2013). 먼저, 생활관

계의 장해는 교육·보육의 결여, 아동의 학대·유기(遺棄), 부모의 

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③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

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출처 : 박언하 외 2인. (2009). 아동복지론.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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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나 이혼 등으로 발생한다. 다음으로 생활기능의 장해는 주로 아

동의 정신이나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생

활환경의 장해는 아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해·비교육적 

시설 등의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아동복지의 특수성을 형

성한다.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함에 있어 가족이 충분

하게 공급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해 공공적 지출이나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는 부모와 자녀 각각이 그들의 책

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을 통한 가족치료방법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이다. 이 서비스는 

아동을 위해서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보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는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 재정 곤란 등을 보완한다. 영유아보육

서비스, 방과 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

득유지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이다. 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에 제공한다. 가정이 아닌 다

른 체계에 의해서 아동이 보호받는 서비스인 것이다. 입양, 가정위

탁보호, 시설보호 등이 이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제2절 아동복지 재정

아동복지재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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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재정이 사회복지재정의 일부분이고 아동과 관련한 것이라

는 점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아동복

지재정은 개념적으로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서 상에 취약계층 지원이나 보육가

족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부분에 아동복지 예산사업이 녹아있을 

뿐, 아동복지재정에 대한 명확한 분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

리적인 분류 기준이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를 위해서 먼저 복지 대상 측

면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아동복지재정은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재정을 의미하므로 아동복지정책의 정책대상자인 아동이 이 기준에 

들어간다. 덧붙여서 아동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유아와 청소년

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아동복지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를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정책

의 성격이다, 아동복지재정이 기반하고 있는 정책은 당연히 아동복

지정책이고 또한 이는 복지정책의 하위분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

지정책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앞선 기준인 정책대상 기준과 관련한 

복지 내용들이다.

마지막으로 조직편제상의 담당 부서도 아동복지재정에 대한 합리

적인 분류를 위한 마지막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부서 분류 기준이 담당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두 기

준에 의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역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의 아동복지재정의 합리적인 분류를 위한 기준을 토대로 키

워드를 열거한다면 아동, 유아, 청소년, 복지, 보육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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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관한 이론은 크게 5가지가 나눌 수 있다. 아동복지는 사회복

지의 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아동복지재정의 결정요인은 이론적으

로 재정의 결정요인과 그 맥락이 동일하다. 따라서 아동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사회복지지출 결정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하

는 사회경제적 이론, 재정 결정 및 지출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에 

관심을 두는 정치행정적 이론,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올해의 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점증주의 이론, 지방정부의 수입이 복지 지출을 결

정한다는 재정능력 이론,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사람들의 수요

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결정된다는 복지수요 이론이 있다.

 1. 사회경제적 이론

사회경제적 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한정

되고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리주의 모형

이라 불리며 산업화이론과 연관된다. 산업화이론에 따르면, 정부복

지지출의 증가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새롭게 발현되는 욕구(needs)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설명된다. 새로운 사회변화인 도시화, 인구구

성, 노동의 성격변화 등으로 나타난 사회적 욕구에 대해, 산업화의 

긍정적인 결과로 풍부해진 자원을 기반으로 향상된 국가 경제력을 

이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Danziger(197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별 지출수준 차이는 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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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이로 보는 것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관점에서는 사회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토대가 풍부한 지

역사회가 예산 지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본다. 예산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과세기반이 충실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부담능력이 예산지

출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남궁근, 1994).

요컨대, 사회경제적 이론은 재정지출이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인구규모, 산업화 정도, 도시화 정도, 

교육수준,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Fabricant(1952)

는 소득수준, 도시화 정도, 인구 밀도가 지방재정규모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Brazer(1959)는 지방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구소득과 인구밀도임을 주장하였

다.

이에 사회 경제적 결정이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는 주민소득, 

인구수 및 인구밀도, 도시화 수준, 산업화 수준, 교육수준, 연령 분

포 등이다(강혜규, 2005; 손희준, 1999).

이렇게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needs)의 모습과 그 

사회가 보유하는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측면에서 아동 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변수가 의미를 갖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합리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

는 아동이 아닌 부모 세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아동이 아동문

제나 생활장해로 부터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

라는 사회적 욕구는 아동이 아닌 부모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더 상

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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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보다 크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자신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

을 만큼 큰 부분을 차지해서 대개는 자식을 위해 다른 관심분야를 

희생하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두 부부 중 한 쪽이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양육에 매진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아

동복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아동이 어릴 때 가장 크며 나이가 들

어 성장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아동이 성장하면 일정 시점에서 자신

의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이 커 질수록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아동복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 지역에 거부하는 부모세대 구성비는 사회변수로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 부모세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를 상정할 수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통계에 따르면 초·중·고·특수

학교 및 기타를 포함한 전체 학부모 수 10,681,122명 중 40대 학부

모가 전체의 57.87% (6,052,869명), 30대가 34.66%(3,624,701명)으로 

약 9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전체 중 모(母)의 연령이 30대인 경우가 

69.7%, 20대인 경우가 26.9%로 96%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많은 경우가 20세에서 30대 초반에 자녀를 낳고 키운다고 할 

때, 이후 자녀가 18세가 되는 시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이 된

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를 20~49세 인구로 규정

하기로 한다. 

2. 정치행정적 이론

정치행정적 이론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행정적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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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중요성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특히 정치행정적 이론에서는 정

당과 선거인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상정한다. 선거인은 여론과 사회

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선거를 통해 정당을 선택하며 선택된 정당으

로 정부가 구성된다. 선거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이 곧 정당의 정책 

선택을 의미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당은 선거라는 과정

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이해관계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체제의 경쟁이 복지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정당체제가 비경쟁적인 경우, 실질적 권한과 기

능이 제한된 야당은 정책 산출과정에서의 영향력이 미약해진다. 그

러나 야당의 상대적 역할이 강화된 경쟁적 정당체제에서는 여야 모

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유익한 

정책을 특별히 확장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Luhmann et al., 

1990).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 역시 선거로 선출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집권 연장을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역주

민이 복지정책 향상을 요구할 경우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한

다는 것이다(김순미, 2008; 서상범·홍석자, 2010; 신용무, 2011). 이 

때 복지부문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나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집권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진보인지 보수인

지에 따라서도 복지재정은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을 중요시 하는

지 아니면 소득재분배를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정

책 및 서비스 그리고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Carmines, 1974).

따라서 정치행정적 이론의 주요 변수로 정당 간 경쟁률, 정치 참

여율(투표율), 다수당의 규모, 정당의 정책방향, 담당공무원 수 등이 

거론된다(정윤미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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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부모세대의 정치 참여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

서 고려되는 부모세대의 정치참여도는 아동복지 수요의 정치적 발

현이 아동이 아닌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 대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실제로 18세 미만으로 규정된 아동의 정의 

상, 아동에게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수

요가 정치적으로 직접 표출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을 위한 정책은 아동 복지를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로 삼는 부모세

대에 의해 대리 표출 될 수 있다.

 3. 점증주의 이론

점증주의적 이론은 재정지출수준이 전년도 지출을 기반으로 결정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질적인 예산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

작된 점증주의적 이론에서는 예산안의 수립을 보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의사결정권자는 전년도 예산을 지출의 기준으로 두고 일

정한 비율로 예산을 확대한다고 설명한다. Mogull(1989)은 1947년에

서 1963년까지 미국 의회의 세출예산안 승인내용을 검토하고 연방

정부의 예산결정은 선형을 이루며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

임을 밝히고 주로 전년도의 예산배정에 의해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강혜규, 2005).

결국 점증주의 이론은 예산이 의결되는 경향에 일정한 규칙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결정은 계속적, 순

차적, 분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특정년도의 재

정지출수준은 전년도 지출규모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가정이 

이 이론에서 형성된다. 달리 말해서, 현재 정부지출수준은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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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수준에 의해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한다(Wildavsky et al., 

1986; 서상범·홍석자, 2010 재인용).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만

큼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예산편성 과

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할 때, 많은 정부가 예산편성에서 점증주의를 채택하는 관행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준구, 2008).

이처럼 점증주의 결정이론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주요한 관심을 

두어, 구체적으로 예산결정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과의 절대적 금액 

차이를 비교하기도 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한 증감률을 활용하기

도 한다(정윤미 외, 2012).

 4. 재정능력 이론

재정능력 이론은 정부의 세입충당능력이 강조되면서 발달한 이론

이다. 이 이론을 발달시킨 Sharansky와 Hofferbert(1969) 이후, 정부

지출과 정부세입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규명되어왔다.

재정능력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준과 

가장 관계가 깊은 변수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고, 이러한 재정능

력은 정부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제약조건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원택 외, 1994).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 부문이 주민들

의 세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자주 재원부담이 클수

록 지출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차병권, 

1984). 이러한 시각에서 Levy & Truman(1971)은 고소득 시민의 수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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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년도의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총 세입규모를 예측하고 이 세입규모의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 도

입 초기 국가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방재정지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켜 지방의 재정지출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해지

는 것이다(박미옥, 2006).

사회경제적 이론이 지역사회를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반해 재정능력 이론은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능력, 즉 지방

정부의 세입과 관련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

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우리나라에

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교부금(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조정 및 재

정보전금)등 으로 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갖는 

재원으로서 국고 및 시도보조금과 지방채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세

입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재정능력 이론에서는 주요하게 보는 변수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주민 1인당 지

방세 부담액, 국고보조금 비율 등도 재정능력 이론을 나타내는 변수

로 설정되기도 한다.

 5. 복지수요 이론

복지수요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강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

고가 복지수요 이론의 요체이다. 복지수요란 지역 거주자들의 복지 

관련 욕구를 의미한다. 복지수요를 발생 시키는 주체는 사회적 약자 

이외에도 일반인도 포함된다.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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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녀 가장 등과 같은 정신적, 육체적 취약계층 이외에도 일반 주

민들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복지욕구가 발생하는 것이

다.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전 국민의 소

득수준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수요도 증가한

다(김경호, 2003)는 견해가 타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들도 많아졌다. 노

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주택연금 이외

에도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가구 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분권화에 따라 지역 사회는 그 지역의 복지 수요에 민감

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

지예산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복지대상자가 주로 

기초생활대상자여서 취약 계층의 증가가 바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로 이어지기 쉽다(진재문, 2006).

따라서 복지수요 이론의 주요한 변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노

인인구 비율, 장애인인구 비율, 영유아인구 비율 등이다(정윤미 외, 

2012).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

를 대변하는 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실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이론(사회경제적 이론, 정치행정적 이론, 점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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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이론, 복지수요 이론)을 바탕으로 각 이론을 설명하는 변

수들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 노인이나 아동 등 특정 복

지 예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위의 5가지 이

론을 그 영향요인으로 하되, 몇몇 변수를 복지의 대상이 되는 주체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관련 연구는 노인, 장

애인, 아동, 청소년 등을 아우르는 복지예산 전체의 영향요인을 밝

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복지 예산을 연

구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마

저도 아동복지예산(보육예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정윤미 

외(2012), 신희준 외(2014)의 연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예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한정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영향요인

   1) 사회경제적 요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 규모, 인구밀도, 소득

수준, 산업화 수준, 도시화율, 지방정부의 유형 등의 변수를 사용했

다. 지방정부의 유형(시·군·구)은 지방정부의 면적, 인구 등에 따

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수이다.

인구와 관련하여 김순미(2008), 서상범·홍석자(2010)는 인구밀도

가 복지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나, 신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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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성수(2008)은 인구규모가 복지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분석했다.

소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는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주민세, 자동차 보유율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수

창(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이 노인복지 예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동명(2009)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장애인복지 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최재녕(2005)이나 김성수(2008), 서상

범·홍석자(2010)의 연구에서는 복지예산 결정에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박

고운·박병현, 2007)가 있는 반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김병규 외, 2009)도 있다.

   2) 정치행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의 경우 선거실시 여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

성, 정당경쟁, 투표율 등의 변수가 주로 사용되었다.

정치적 요소에 집중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문수진·이종열(2015)은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와 선거 후년

도 모두 사회복지예산지출이 증가하며, 진보다수당으로 구성된 기초

의회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함을 밝혔다. 경상북도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김병규 외(2009)의 연구에서도 지방선거 실

시 여부가 사회복지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전국 기초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고운·박병현(2007) 역시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사회복지 예산비율 및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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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관·임준형(2013)은 제5회 지방선거 전후를 중심으로 기초자

치단체의 복지예산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특히 단체장의 정치

적 특성(득표율, 연임여부, 정치경력, 소속정당), 지방의회의 정당 간 

권력배분,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와 같은 정치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했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 중 득표율이 정(+)의 

영향을, 정치경력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

장의 정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변수의 경우 강혜규(2005), 서상범·홍석자(2010)의 연구에서도 유의

미한 영향력을 밝혀내지 못했다.

투표율 변수의 경우, 남궁근(1994)의 연구에서는 투표율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상범·홍석

자(2010)연구에서는 투표율이 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점증 요인

예산편성은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의 복지예산 상황은 당해 연도의 복지예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증주의 요인으로는 복지지출비율이나 전년도 대비 복지예

산 증감액 등이 주요 변수로 사용되었다.

점증요인을 고려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전년도의 복지예산이 지

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완·김교성(2007)은 복지지출 증감율, 박고운·박병현

(2007)과 최재녕(2005)는 전년도 일반회계예산 전체에서 사회복지예

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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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능력 요인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의 전달 주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은 복지예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1인당 지

방세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액 및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혜규, 2005; 

박고운·박병현, 2007; 서상범·홍석자, 2010), 문수진·이종열(2015)

의 연구에서는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김병규 외(2007)의 연구

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광역자치단

체 노인복지예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수창(2015)의 연구에서는 지

방세 징수 총액이 증가할수록 노인 1인당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

한다는 연구(이재완·김교성, 2007)와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김병규 외, 2009)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1인당 지방세액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한 서상범·홍석

자(2010)과 강혜규(2005), 박고운·박병현(2007)의 분석 결과, 공통적

으로 1인당 지방세액은 정(+)의 영향인 반면 재정자립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복지수요 요인

복지수요이론에 근거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비

율, 노인인구 비율, 장애인구 비율, 등록 장애인 수, 소년소녀가장 

수 등의 변수를 사용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위의 변수들 중 여러 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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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노인복지 등으로 복지예산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 

수혜 계층의 인구수, 비율 등을 변수로 사용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나 노인인구 비율, 장애인구 비율 등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거나, 유의미한 영향 유무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박

고운·박병현(2007)의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정(+)의 영향을, 노령인구 비율이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서상

범·홍석자(2010)의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소년소녀가장

비율, 노인인구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등록장애인 

비율만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인구 비율과 아동인구비율, 장애인인구비율은 정(+)

의 영향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음(-)의 영향을 보였으며, 신

용무(2011)의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성수(2008)는 복지수요 변수

로 노인인구 비율을 사용해 1인당 노인복지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으며, 서동명(2009)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예산의 영

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등록 장애인 비율을 복지 수요 요인의 변

수로 사용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증했다. 정윤미 외(2012)는 아동인

구비율과 요보호아동 수를 복지 수요요인의 변수로 사용해 아동복

지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두 변수 모두 정(+)의 영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결

복지예산의 영향요인에 대해 각각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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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각각의 이론마다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이

를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현상을 설명

하는 도구로써, 이론의 적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각각의 이론을 본 연구의 분석틀 구성에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각

각의 이론이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보다 큰 범주의 

이론이고 사회복지지출의 한 부분으로서 아동복지지출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수를 적용해

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의 선거권과 관련한 내용을 

독립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복지관련 독립변수는 아동복

지 수요의 발생 주체로서의 아동(0~18세)과 이를 정치적으로 표현하

는 주체로서의 부모(20세~49세)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

수 구성이 본 연구자가 상정한 ‘정치적 영향력의 대리표출 가능

성’에 관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통해서 아동의 정치적 영향이 선거에서 대리 표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작동하면 아동의 선거권 보유 여부는 중요한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비록 아동이 법적으로는 선거권이 없지만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부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표출되고 있

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향력의 대리표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아동복지 수

요의 발생 주체로서의 아동 변수의 설명력보다 아동의 복지 수요를 

정치적으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주체로서의 부모 변수의 설명력이 

더 클 것이다. 선거에 입후보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자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후자는 요구에 대한 대응이기 때

문이다. 비유를 통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결정권자는 수요 발생주

체로서의 아동이 반영된 그림 위에 정치적 대리 표현의 주체로서의 

부모가 반영된 만큼의 덧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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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변수 및 가설설정

 1. 분석단위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한다. 기초자치단

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아

동 복지 예산에 관한 차별’에 기인한다. 이러한 예산상의 차별은 

큰 범위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보다 작은 범주의 기초자치단체일수

록 더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종류가 대통령 선

거에서 지방선거로 내려올수록 유권자나 후보자가 관심을 갖는 이

슈 정치적 구호보다는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복지의 수요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연구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초자치단체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

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4) 중에서 49세 이하 주민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 그리고 중간 순위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그곳에 속하는 시군구를 살펴본다. 여기서 

49세 이하 인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동과 부모를 인구학적으로 모

두 아우르려는 의도이다.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로 규정된 아동의 

부모 연령은 일반적으로 대략 20대~40대를 형성한다. 

4) 2016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수는 총 17개이나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

시는 예산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이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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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통계에 따르면 초·중·

고·특수학교 및 기타를 포함한 전체 학부모 수 10,681,122명 중 40

대 학부모가 전체의 57.87%(6,052,869명), 30대가 34.66%(3,624,701명)

으로 약 9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전체 중 모(母)의 연령이 30대인 경우가 

69.7%, 20대인 경우가 26.9%로 96%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요컨대 0~49세 까지는 아동복지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른

바, ‘아동복지수요관련 인구’로 규정지을 수 있다. 0~18세 까지는 

아동복지 수요 인구이고, 20~49세까지는 아동복지 수요를 정치적으

로 표현하는 인구인 것이다. 

제 5회 지방자치선거를 치룬 2010년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08년

과 2009년 그리고 그 후인 2011년과 2012년 각각에 대하여 아동복

지 수요 관련 인구인 49세 이하 인구를 추려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한 기간 동안 15개 광역자치단체의 49세 

이하 주민등록인구 순위가 매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매해 1위

는 경기도였고 그 다음으로 차례대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

남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

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가 15위로 49세 이하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고 연구의 적실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1위, 15위, 8위에 해당하는 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 진행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샘플링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때 대표성을 확보하는 샘플링 방법을 찾는 것

이 중요하다. 양 극단과 중간 지점의 선택은 이를 고려한 결과이다. 

이 방법은 15개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성격을 평균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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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인 5개년 동안 49세 이하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은 지

역은 경기도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으며 중간인 8위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세 지역으로 규정한

다. 그리고 세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의 시군구

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렇게 선정된 세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시군구의 수는 2008년

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31개, 울산광역시 5개, 충청남도 16개로 동

일하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연기군이 세종특별시로 편입되어 충청

남도의 시군구 수가 하나 줄어든다. 따라서 5개년 간 3개 광역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를 위

해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의 총 개수는 259개이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시간적 연구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을 설정한다. 이는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후 연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이다. 구체적

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를 각

각 구성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치 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나 기

금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

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의 총액 및 지출수준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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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련 부서명

가정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노인가족여

성과, 문화관광과, 보육아동과, 복지과, 복지사업과, 복지서비스과, 

복지여성과,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과, 사회사업과, 아

동청소년과, 여성가정과,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실, 주

민생활지원과, 주민지원실, 창의교육지원과, 청소년교육체육과, 체

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청소년과, 행복나눔과 등

아동복지관련 사업명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청소년복지증진,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드림스타트사업추진, 보육가

족지원, 보육복지증진, 보육사업육성. 보육서비스강화, 보육서비스

는 일반회계에 속한 아동복지예산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아동복지예산은 해당기초자치단

체의 조직과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해내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해당연도 사업 중 아동 복지와 연관된 사업에 지출된 예산을 가려

낸 것이다. 조직도 내 업무 분장 상 복지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아동, 청소년5), 유아(보육)와 관련한 사업

명을 교차 분석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아동 복지예산을 산출해

냈다. 이러한 산출 과정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부서와 사업(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명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관련 부서 및 사업명

5) 청소년에 관해서는 관련법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

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보호

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

념상 20대의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을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연구의 편의성을 위하여 아동의 범주

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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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향상, 보육시설기능보강, 보육의공공성강화및보육지원, 

아동복지,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서비스강화,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향상, 아동시설보호, 아동안전권리증진, 아

동의권리신장, 아동의 삶의질 향상,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지원, 

영유아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보육시설지원, 영유아 보호 및 양

육 지원 강화, 영유아 아동 복지 증진, 영유아 지원 사업 등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서 해당 지출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구

분하여 산출해냈다.

 3. 독립변수와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앞서 살펴본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에서의 변수 사용을 감안하

여 선정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과 종속변수인 ‘아동 1인당 아

동복지예산'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를 수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가

설을 설정했다.

  1)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로 선정된 변수들은 인구규

모, 인구밀도, 소득수준, 산업화수준, 실업률, 교육수준, 저소득층 인

구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아동과 유관한 변수로 부모세

대 구성비와 소득수준을 선정하였다. 부모세대구성비 변수는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인구수 변수를 변형한 형태이고 소득수준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변수로 주로 사용되는 주민소득을 지역소득 개념

으로 변용한 것이다. 소득수준의 측정을 위해서는 인구 100명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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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등록대수를 사용한다.

가설1 :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부모세대 구성비가 클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가설1-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

다.

  2)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

선행연구에서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정당 간 경

쟁률, 정치 참여율(투표율), 다수당의 규모, 정당의 정책방향, 담당공

무원 수 등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정된 

독립변수는 부모의 정치참여와 지방선거이다. 부모의 정치참여는 투

표율 변수에 세대개념을 추가한 것이고 지방선거는 선거 변수를 구

체화하여 지방선거의 유무로 확정한 것이다

가설2 :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부모세대의 정치참여(투표율)가 높을수록 아동복지예

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가설2-2: 지방선거의 실시는 아동복지예산 규모를 증가시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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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선행연구에서 재정능력 요인으로 제안된 변수들은 주민 1인당 지

방세 부담액, 국고보조금 비율, 재정자립도 등이다. 이 중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선

정하였다.

가설3 :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재정자립도가 클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

다.

  4) 아동복지 수요 요인

복지수요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 장애인인구 비율, 영유아인구 비율 등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동인구 수 및 아동

인구비율을 아동복지 수요적 측면에서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설4 : 아동복지 수요요인은 아동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아동인구 수가 많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가설4-2: 아동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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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제변수

  1) 점증 요인

점증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 결정과정의 관성이다. 이

러한 시각에서 예산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관성을 갖지만 예산배

분 흐름의 과정 속에서도 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아동복지예산

은 과거의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아동복지보다 큰 

범주인 복지예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점증주의 이론에 따

르면 특정 연도의 아동복지예산은 그해 복지예산 총액의 일정부분

이며 또한 그 복지예산 총액은 그 전년도 복지예산 총액에 근거하

여 산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증요인 측면에서의 영

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년도 복지예산과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측정지표로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

체 복지예산 –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형태의 절대적 개

념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을 기준으

로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이 몇 퍼센트(%)나 변했는지와 

같은 상대적 개념의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측정지표가 예산지출액(원)과 같은 절대적 개념의 지표

를 사용하고 있어 지표 간 정합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 복지수요 요인

복지수요요인에 따르면 발생된 복지수요로 인하여 복지예산이 영

향을 받는다. 아동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예

산이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확장 

시킬 경우 아동복지예산을 결정하는 복지수요 발생의 주체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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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동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예산은 아동 이외에도 노인이

나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고루 배분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감은 아동복지수요에 역으로 작용하

여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지수요의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노인인구를 고령화지수로 측정하고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변수 및 측정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 변수 및 측정지표

변수 측정 지표

종
속
변
수

아동복지
예산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

자치단체 아동 복지사업 예산지출액 
(국비+지방비) ÷ 18세 미만 인구

자치단체 아동 복지사업 
예산지출액(지방비) ÷ 18세 미만 인구

독
립
변
수

아동복지
사회경제
요인

부모세대 구성
부모세대 구성비

(20~49세 주민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100)

소득수준
인구 1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등록대수÷주민등록인구×100)

아동복지
정치행정
요인

부모의 
정치참여

지방자치단체 거주 20~49세의 투표율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 1
지방선거가 없었던 해 = 0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아동복지
수요요인

아동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거주 18세 미만 인구

아동인구 비율
지방자치단체 거주 18세 미만 인구 
÷지방자치단체거주 인구×100

통
제
변
수

점증 
요인

전년도 복지 
예산과의 차이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복지수요
요인

노인인구
고령화지수

(65세이상 주민등록인구÷0-14세 
주민등록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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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1991-1993 1994-1995 1996-2007 개편 후 2008-현재

장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비 사회개발비 분야 사회복지

관
- 복지사업
- 보건위생
- 환경녹지

- 복지사업
- 보건위생
- 공원녹지
- 청소사업

- 사회보장
- 교육 및 문화
-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

-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부분

- 기초생활 보장
- 취약계층 지원
- 보육가족 및 여성
- 노인 청소년
- 노동
- 보훈
- 주택
- 사회복지 일반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윤영진 외(2007)에서 재인용; 
행정안전부(2007),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 규정, 
정윤미 외(2012)에서 재인용

  5. 자료수집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데이터는 각 시도에서 제공하는 세입

세출예산서에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한다. 배정된 금액

보다 실제로 쓰인 금액이 현실성이 높으므로 세입이 아니 세출 예

산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동을 위한 예산 지출의 구분은 사업별(담당부서별) 세출예산서

를 활용해 도출한다. 이는 예산제도가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예산제도는 사업주체의 자율과 책임 하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도록 사업(정책·단위·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이

다. 이 제도에 따라 기존의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품

목별 예산구조가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의 사업예산으로 개편되었다(윤영진 외, 2007).

<표 3-3> 예산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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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업예산제도로의 개편으로 사회복지분야가 생겼고 이 분

야는 그 하위로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보육가족, 노

인청소년, 보훈, 주택, 노동, 사회복지 일반 부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지출의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일은 다음의 프로

세스를 따른다. 먼저 사업을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이 아동복지

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후,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예산 지출

의 총합을 해당 지역의 당해연도 아동복지지출로 보는 것이다. 예산 

외의 데이터는 재정고와 통계청, 행정자치부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통해 수집했다.

제2절 분석모형과 분석틀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패널자료 분

석을 위해 분석모형에 선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분

석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아동1인당 아동복지예산 = α + β₁(부모세대구성)i,t + β2(소득수

준)i,t + β3(부모의 정치참여)i, t+ β4(지방선거)i,t + β5(재정자립도)i,t + 

β6(아동인구수)i,t + β7(아동인구비)i,t+ β8(전년도 복지예산과의 차

이)i,t + β9(노인인구)i,t + ε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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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틀

앞서 살펴본 아동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의 목적을 종합하여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면 다음 그림

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

<종속변수>부모세대 구성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

부모의 정치참여

지방선거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

(국비+지방비)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

(지방비)

재정자립도

아동복지 수요 요인

아동인구수

아동인구비율

<통제변수>

점증 요인 

전년도 복지예산과의 차이

복지수요요인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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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15개6)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3개 

지역(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의 기초자치단체 52개 지역7)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변수 값을 조사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

가 종합된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패

널 분석이 가능한 세 가지 모형(Pooled O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

률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기법을 사용하였다.

민인식(2010)에 따르면 Pooled OLS모형은 시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커 이분산성이나 자기상관이 존

재할 수 있는 패널자료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표본수가 증가

되어 유의미한 추정 계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분석 결

과의 신뢰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와 방향성을 살피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추가하

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차항(ε)에 대

한 가정에 있다. 오차항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정효과모델

을 이용하고 개별효과를 확률적인 것으로 가정하면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형패널회귀분석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에 일단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을 모두 이용하고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보다 적합한 모델을 선택한다.

 이상의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패키지 STATA 11.0 S.E를 활

용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7) 충청남도 연기군이 ‘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어 2012년은 51개 지역을 대

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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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 1절에서는 종속변수인 아동복지예산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후 

제 2절에서는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값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 3절

에서는 회귀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패널회귀분석결과

를 본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예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

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제1절 아동복지예산의 추이

<그림 4-1>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 추이

*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의 아동복지예산 추이

 <그림4-1>은 본 아동복지예산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의 대상인 광역자치단체들(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에 속하는 

시군구들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아동 1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은 조

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원이 지방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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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모세대구성비 259 46.44 5.65 31.26 55.09

지역소득수준 259 38.27 5.62 13.75 54.65

부모의 정치 참여 155 44.45 6.96 29.5 63.92

지방선거 259 .2 .40 0 1

재정자립도 259 37.75 15.16 11.8 72.9

아동인구 수 259 63150.75 61534.09 4164 260381

아동인구비율 259 20.82 3.32 13.07 29.12

전년도사회복지예

산과의 차이(백만원)
211 12105.68 13836.82 -10278.37 102082.2

노인인구 259 83.5154 59.0387 21.6 301.5

경우, 2008년 대략 28만원 정도였던 아동 1인당 예산지출액이 4년 

후인 2012년에는 대략 60만원으로 2배가 조금 넘게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국비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 있어서도 2008년 약 43만원 정도 했

던 지출이 4년 후인 2012년에는 약 90만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지출된 

예산은 지방비보다 국비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확인

할 수 있다. 동일 기간 동안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국비+지방비)

가 지방비만 고려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더 큰 것을 읽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기술통계분석

<표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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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 

(국비+지방비)(천원)

210 590.93 324.15 32.94 1877.29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 

(지방비)(천원)

210 375.87 223.45 26.99 1394.71

아동복지예산지출 

(국비+지방비)(천원)
210 2.75e+07 2.40e+07 2416785 1.33e+08

아동복지예산지출 

(지방비)(천원)
210 1.74e+07 1.53e+07 1954845 9.89e+07

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 

(국비+지방비)(천원)

210 590.93 324.15 32.94 1877.29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 

(지방비)(천원)

210 375.87 223.45 26.99 1394.71

 1.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에 대한 기술통계

<표 4-2>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액

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하나는 아동복지사업에 사용된 

예산의 총지출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수로 나눈 값이고 다

른 하나는 아동복지사업에 사용된 지출 중 세입원이 지방비에 해당

하는 지출을 동일한 아동 수로 나눈 값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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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모세대구성비(%) 259 46.44 5.65 31.26 55.09

지역소득수준(대) 259 38.27 5.62 13.75 54.65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

산지출의 평균은 대략 59만원으로 나타났다.

크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 아동복지예산지출에서 국비를 제

외한 지방비로 충원되는 아동복지예산지출만을 고려할 경우, 아동 1

인당 해당 값은 대략 37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

를 합한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의 평균인 59만원에 대하여 

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

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의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크게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4대 6 정도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 수가 주는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비슷하게 나

타난다. 아동복지예산 지출액의 측면만 고려했을 때, 국비와 지방비

를 합한 아동복지예산총지출의 평균은 대략 275억이다. 이 중 지방

비를 세원으로 하는 아동복지예산 지출은 대략 174억으로 총지출의 

약 63%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4-3> 사회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측면에서, 아동 1

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세대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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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모의 정치 참여 155 44.45 6.96 29.5 63.92

와 지역소득수준을 조사하였다. 먼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교육 시키는데 집중하는 연령대인 20세부터 49세에 해당하는 부모

세대는 전체 인구의 46.4%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0년대에 일반 가정에서의 최고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는 2010년

대인 현재에 들어서는 모든 가정의 필수품 중 고가의 물품이라는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소득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인구 1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대략 38대를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볼 때 흥미

로운 점은 바로 두 변수에 대한 표준편차 값이다. 두 변수 모두 표

준편차의 값이 대략 5.6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적으

로 두 변수의 분포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아동복지의 정치행정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4-4> 정치행정적 요인의 기술통계량(1)

아동복지의 정치행정요인으로 먼저 상정한 변수는 부모의 정치참

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은 복지 수요 혹은 욕구에 대한 

정치적 표현에 한계가 있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아동의 정치적 표현을 그들의 부모가 대신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의 

결과로 도출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의 교육이나 보육 여건과 관련된 공약 내용을 고려하여 투표에 참

여한다.



- 46 -

아동복지에 관한 부모의 대리적 정치 의견 표출은 선거의 크기가 

작을수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방선거일수록 그것은 크고 대

통령 선거일수록 그 영향력은 작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조사 

기간(2008년 ~ 2012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두 번(2008년, 2012

년)과 지방선거 한 번(2010년), 총 세 번의 선거에서 부모세대의 투

표율은 평균적으로 44.45%를 기록했다.

<표 4-5> 정치행정적 요인의 기술통계량(2)

선거유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

예산지출액 

(국비+지방비)

선거 有 44 544.18 263.52 32.94 1076.23 

선거 無 166 603.32 338.02 33.37 1877.29

전체 210 590.93 324.15 32.94 1877.29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

예산지출액 

(지방비)

선거 有 44 340.84 170.58 27.30 646.09

선거 無 166 385.16 235.05 26.99 1394.71

전체 210 375.87 223.45 26.99 1394.71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예산 지출액은 지

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도에 조사된 지역의 평균은 54만 4천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방선거가 없었던 해의 평균인 60만원에 비해 10%

나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비만을 고려한 아동 1인당 아

동복지사업예산 지출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

거가 있었던 2010년도의 평균은 34만원으로 지방선거가 없었던 해

의 평균인 38만 5천원에 비해 대략 10% 정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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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정자립도(%) 259 37.75 15.16 11.8 72.9

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아동인구수(명) 259 63150.75 61534.09 4164 260381

아동인구비율(%) 259 20.82 3.32 13.07 29.12

 4. 아동복지의 재정능력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4-6> 재정능력 요인의 기술통계량

  복지를 시혜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아동복지예산 지출의 분배

와 관련해서 ‘곶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복지예산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의 요인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평균 37.75% 수준

에 머문다. 이는 60%가 넘는 나머지 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덧붙여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2009년의 용인시이고 2010년의 부여군은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5. 아동복지의 수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4-7> 아동복지 수요 요인의 기술통계량

아동 복지 수요 발생의 주체는 당연히 아동이다. 아동복지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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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하는 정책가의 입장에서도 당해 정책의 대상 역시 아동이다. 따

라서 아동의 수는 아동 복지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동의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 역시 각각 다른 의미

를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인구비율과 같은 

상대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분모가 되는 ‘전체 거주인구’ 안에 4

대 주요 복지 대상인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복지자원을 한정된 재원으로 인식

할 경우 복지정책은 제로섬(zero-sum) 게임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특

정 층이 강조될 경우 다른 계층의 복지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조

사 대상의 아동인구 평균은 6만 3천여명이며 아동인구 비율은 대략 

21%를 점유하고 있다.

제3절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성이 크지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이 클 경우,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개별 설명력을 해석하는 의미

가 사라질 수도 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VIF(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독립변수들은 모두 분산팽창계수 값이 10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회귀분석의 결과를 각각의 독립변수에 맞

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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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독립변수 VIF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

부모세대 구성 3.85

소득수준 1.44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

부모의 정치참여 1.50

지방선거 1.31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재정자립도 1.91

아동복지
수요요인

아동인구 수 1.95

아동인구 비율 2.70

제4절 패널회귀분석

 1.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영향요인 결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

산지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구축한 패널데이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Pooled OLS를 적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패널데이터의 자기상관 및 패널과 횡단면 데이터의 

상관과 이분산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임

의효과모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 두 모

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였다. hausman 검정의 결

과, p값이 0.000 으로 0.05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8). 따라서 통계적으로 

8)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독립변수와 오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고정효과모형이, 반대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효과 모형이 채택된다(정성호, 2013: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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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

행한다.

<표 4-9>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Pooled

OLS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s

Model

회귀 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아동복지 사회경제 요인

부모세대
비율 -13.977 9.400 -0.651 5.677 -4.940 7.068

소득수준 6.109 4.648 36.515*** 13.577 35.952*** 6.109

아동복지 정치행정 요인

부모세대
정치참여 -1.885 3.747 0.345 3.089 4.251 3.214

지방선거 -92.735* 48.212 -70.622** 30.761 -109.027*** 32.757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재정 

자립도 3.302 2.146 0.118 1.559 0.647 1.656

아동복지 수요요인
아동인구 

수 -0.002*** 0.001 0.012*** 0.002 0.000 0.001

아동인구
비율 2.713 14.177 -84.772*** 28.216 -24.209 18.503

점증요인
전년도 사회복지예산과의 차이

-0.002 0.002 0.000 0.001 -0.001 0.001

복지수요 요인 노인인구 1.468 1.162 4.336** 1.732 1.929 1.286

상수 963.929 703.779 -164.580 1,029.584 -367.625 713.561

R-square 0.5274 0.8418 0.7574

note:  *** p<0.01, ** p<0.05, * p<0.1
주1. * p < 0.1,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주2. Pooled OLS모형은 수정된 R-square
주3.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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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세대비율

이론적으로 접근할 경우, 아동복지수요는 아동만을 위한 특정 수

요가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키우는 부모가 보이는 관심으로 충분

하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 부모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일수

록 아동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선제적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모세대 비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회귀계수 조차도 예상과 달

리 오히려 음(-)의 값이 나타났다. 예산 결정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정치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부모세대비율의 증

가가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수준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인구 1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고정

효과모델에서 99% 신뢰수준에서 강력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보면 가정했던 것과 같이 아동 1인당 아

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높은 소득수준은 행정서비스 수요를 증가시

킨다. 높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한 시민

들이 자연스레 더 많고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산 결정에 일정한 변화를 준다. 소득수준이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의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은 아동복지

예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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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모세대 정치참여

아동복지예산지출의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의 하나로 제안된 

부모세대 정치참여는 고정효과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내지 못했다. 조사 기간 동안의 총선 및 지선에서의 투표율을 지

표로 하는 부모세대 정치참여는 아동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치적 표

출이 부모에 의해 대리적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

해 제안되었다. 또한 근래에 들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아동복지

(보육 포함)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환원 주장에 대한 주요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의 목적으로도 고안되었다.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에 비해 투표권이 없는 아동은 정

치적으로 복지예산 배정에 차별받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와 선거 출

마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지방선거의 경우에 더욱 극심하

게 나타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아동의 복지수요에 대한 부모의 

대리 표출’을 고안하였으나 검증의 결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를 이루는 연령대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

하는 유인이 아동에 대한 사랑 이외에도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개인 여가의 활용, 혹은 현

실정치에 대한 실망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투표율 결정에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지방선거

투표율 이외에 선거 자체가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

방비)에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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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본 연구의 고정효과모형 회귀 분석 결과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유무는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유권자가 이를 스스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결정권자 및 그 조직들이 선거에서 득표하여 승리하기 

위해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유추에 의해서 설정된 

변수이다.

또한 근래의 아동복지(보육 포함)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환원 주장에 대한 주요 근거로도 이 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방의회 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아동을 제외한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출을 높여 아동복

지 예산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근거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

비)은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대략 7만원이 줄어들었다.

  5)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분

석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이 아동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뚜

렷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이는 아동복지지출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도출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정이 풍부하면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여력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재정이 

복지지출의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보유 재정에 대한 관리 권한의 주체

성이 중요해진다. 아동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방정부

가 존재하고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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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에 대한 처분이 지방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실질적인 아동복지지출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6) 아동인구 수와 아동인구 비율

아동복지 예산지출 사업의 정책적 수요 대상자는 당연히 아동이

다. 아동복지수요요인의 측면에서 아동인구와 아동인구비율은 고정

효과 모형에서 99% 신뢰수준의 강력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냈

다. 아동복지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 결과는 당

연한 듯 보인다.

하지만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

다. 아동인구는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정(+)

의 방향으로 0.012의 아주 작은 영향을 주는 반면에 아동인구비율은 

아동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대해 오히려 음(-)의 방

향으로 84.722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영향의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배분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경직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신도시의 경우나 

아동인구비율이 지극히 낮은 산촌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동 인구 비

율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지

출 비율을 관행적으로 유지하며 보수적으로 지킨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경우를 상정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음의 상관계수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분

석결과가 나온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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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지방비) 영향요인 결과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영향요인을 검증한 방

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아동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지방비) 

영향요인도 검증했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Pooled OLS, 고정효과

모형, 임의효과모형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지방비만을 고려한 아동 1

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 hausman 검정의 결과, p값이 0.000 으로 0.05보다 작게 나와 고

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은 동

일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내용

은 국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지출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차이를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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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Pooled
OLS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s
Model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아동복지
사회경제

요인

부모세대
비율 -6.857 6.863 4.443 5.270 0.666 6.314

소득수준 1.679 3.394 11.058 12.603 18.113*** 4.596

아동복지
정치행정

요인

부모세대
정치참여 -1.736 2.736 -2.458 2.868 1.355 2.732

지방선거 -78.715** 35.199 -37.362 28.555 -84.746*** 28.839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재정 

자립도 3.276** 1.567 0.307 1.447 1.559 1.459

아동복지
수요요인

아동인구 -0.001** 0.000 0.008*** 0.002 -0.000 0.001

아동인구
비율 9.848 10.351 -47.030* 26.192 -0.643 14.002

점증요인
전년도 

사회복지
예산과의 

차이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복지수요
요인

노령화 
지수 2.106** 0.848 7.847*** 1.608 2.780*** 1.012

상수 330.692 513.819 -331.897 955.744 -618.505 572.406

R-square 0.5160 0.7802 0.6424

note:  *** p<0.01, ** p<0.05, * p<0.1
주1. * p < 0.1,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주2. Pooled OLS모형은 수정된 R-square

주3.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함

<표 4-10>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지방비) 영향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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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수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아동복지지출 예산을 종속 변수로 상정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소득수준 변수가 지방비만을 고려했을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아동복

지지출 구성의 지방비보다 국비에 보다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출의 반대인 세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소득세가 국세라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선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아동복지지출 예산을 종속 변수로 상정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지방선거 변수가 지방비만을 고려했을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재원이 지방비 보다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특정 시점에 운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운용적 유연성도 

지방비 보다 국비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방선거

가 있는 해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요보호 

유권자 그룹에 해당하는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복지지출의 증가는 

국비 측면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가설 검증결과 요약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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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결과

국비+ 
지방비

지방비 종합

아동복지
사회경제
요인

부모세대 구성비가 
클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채택 기각 부분채택

아동복지
정치행정
요인

부모세대의 
정치참여(투표율)가 

높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지방선거의 실시는 
아동복지예산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

재정자립도가 클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아동복지
수요요인

아동인구 수가 많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아동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 가설과 달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 가설검증 결과

지방선거 변수의 경우, 아동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과 반

대로 선거가 있는 해에 오히려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줄어들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수요요인인 아동인구비율 또한 (지방비+

국비)와 (지방비) 양쪽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가설과 달리 그 영향의 방향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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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복지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부모세대 구성비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소득수준은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1인

당 아동복지예산지출이 증가한다. 아동복지예산의 증가는, 높은 소

득 수준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내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정치행정적 요인 중에서 부모세대의 정치참여는 두 종류

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는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에 한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위정자들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득표를 높이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유권자 

집단에 대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아동

과 같은 비유권자 집단에 대한 복지예산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비 

세원이 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 재정능력 요인인 재정자립도는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

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예산 배정의 측면에서 아동복지의 이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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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재정 주권과 관련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동복지 수요 요인인 아동인구 수와 아동인구 비율은 모두, 두 

종류의 아동복지예산지출(국비+지방비, 지방비) 양 측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아동인구 수는 아동 1인당 

아동복지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형성한 반면에 아동인구 비율은 

이와 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복지의 주체 대상자

인 아동이 아니라는 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수요 주체들 중에서 아동은 예산배분

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고려되는 대상인 것이다.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일각에서 제기하는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 재정으로의 환

원’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의 주요 근거가 

본 연구에 의해 그 타당성이 일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는 아동복지예산은 그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타 복지예산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에 기인한다. 선거에서 투

표권을 행사하는 복지 대상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과 다르게 아동

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둘째, 아동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예산 결정권자들의 인식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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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들이다. 따라

서 아동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다

르지 않다. 몇 년 안의 선거 승리를 위해 아동을 차별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인식 개선 정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인들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선

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투표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도 후보들의 아동복지 관련 공약을 참고하는 의식 개

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위정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아

동복지를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일반 성

인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을 시도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 구축의 충분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전

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표격으로 세 곳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물론 부모세대 

구성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논리에 의해서 세 지역을 선정하기는 했

지만 연구대상의 한정으로 인한 분석의 신뢰 감소를 완벽하게 불식 

시킬 수는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 구축의 엄밀성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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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한 ‘유아’ 및 ‘청소년’ 사이의 개념 중복과 불분명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 개념이 관련법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서

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

면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를 아동의 범주에 놓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지만 청소년을 아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서 필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통념상 20대의 대학생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과 연구의 수

월성을 근거로 청소년을 아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자료 구축의 엄밀

성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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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should grow under the protection of society. However, due 

to the recent child abuse cases, the fact that the children protect system 

in our society does not work properly is revealed to the world.

Whenever a child abuse case announced our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poured several measures such as enlarging the occupational 

group to be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or 

posting prosecutors who are wholly responsible. But practical 

enforcement is often weak due to lack of budget to spend on child 

welfare.

There is one point of view that emphasizing political part as the 



reason of stingy budget allocated for child welfare in the country. This 

means that political circles are relatively indifferent to children who 

don’t have the right to vote unlike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who 

have.

The idea group insisting the political approach suggest one policy so 

called ‘The reduction of the central financial budget for child welfare.’ 

According the group the budgetary discrimin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is much worse than the one in the central. So the policy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To keep continuity and 

stability of child welfare, it is reasonable to make the budget for child 

welfare rely on the central finance that is relatively weak political 

character. Though this political insist looked logical, we need to verify 

which the claim is on valid evidence or not. The welfare needs of the 

child may be expressed vicariously through the right to vote the child's 

parents have, even children do not actually are given formal vote right. 

To study about this, the absence of political influence for the child 

is needed to be verified. With analysis the influencing factors of child 

welfare budgets in local governments, the study is going to be carried 

out.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ory, the four independent areas 

were devised suc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the financial capacity factors, demand factors that 

affect child welfare budget.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established panel data for five years from 2008 to 2012 against 

sigungu belonging to Gyeonggi-do, Ulsan Metropolitan Ci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results showed sufficient significance to the 

designed expression statistical regression.



Specifically, among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arents generation 

ratio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two kinds of children's welfare 

spending(central expenditure + local expenditure, local expenditure). But 

income level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one kind of children's 

welfare spending (central expenditure + local expenditure).

Amo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arents di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ypes of children's 

welfare spending(central expenditure + local expenditure, local expenditure). 

Local el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only one types of 

children's welfare spending(central expenditure + local expenditure).

About financial capacity factor, financial independ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ypes of children's welfare 

spending(central expenditure + local expenditure, local expenditure). At 

last, child population and child population in demand factors had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both the two types of child welfare 

spending(central expenditure + local expenditure, local expenditur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it was partially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positive review about‘the reduction of the 

central financial budget for child welfare’clai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raw up some policy that make budget policy-makers and 

general adults recognition about children's welfare importance improve.

Keywords : child welfare budget, child right to vote, vicarious 

expression,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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